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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국내외 으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곧 다가올 미래형 력계통망에 한 기반기술연구가 매우 
요하다. 이는 력IT기술과도 깊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써 그 
성공여부는 력IT기술과 조를 맺으면서 여하히 기술 으로 
이를 실 화(Implementation)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에서는 최근 국내외 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마이
크로그리드와 같은 곧 다가올 미래형 력계통망에 비하고 나
아가 CO2 감축의무와 맞물려 있는 분산형 신재생에 지발 원의 
계통병입이 력에 지의 정공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웹기반 확률론 인 신뢰도  발 비용
모의를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어느 장소  시간
(Any where & any time)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가칭, 
WPRASS V1.0(Web based Probabilistic Reliability Assessment 
Simulation System V1.0)을 성공 으로 구축하 다. 

1.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곧 
다가올 미래형전력계통망에 대한 기반기술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력IT기술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써 그 성공여부
는 전력IT기술과 협조를 맺으면서 여하히 기술적으로 이를 실현
화(Implementation)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신재
생에너지발전원의 계통 투입으로 웹기반 온라인실시간 정보망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본 기술개발에 대
한 긴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의 소
유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발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에 대한 신뢰
도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차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전력시장자유경쟁체제에서의 시장가격
신호와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선진제국에서는 차세대 
웹서비스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같은 요소기술을 대상으
로 전력에너지의 공급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웹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신뢰도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한 연구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인변전소의   
자동운용, 차단기 실시간제어, 안정도감시제어, 고장복구제어감시
등의 분야는 이미 오래전에 온라인 실시간 기술이 완료되었고 
이를 웹기반 기술과 연결하는 기술도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는 웹기반 온라인 실시간 전력품질감시제어시스
템도 연구가 많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웹기반 온라인 실시간의 
확률론적인 신뢰도정보시스템구축기술은 선진제국들이 최근에야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 분야에 최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에는 당초에 정부기관 관련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신뢰도측면에
서의 계통감시의 목적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점차 정보서비스
차원으로 확대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계통 
감시보다 신뢰도를 경제적 가치로 보기 시작한데서 비롯된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민간연구소 및 전력계통 정보 관련업체에서 
방대한 D/B 및 평가시스템을 웹기반으로한 전문적인 정보시스템
으로 구축하여 이미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첫 단계로 웹기반으
로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확률론적인 신뢰도 및 발전량 및 비용 등
에 관하여 모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가칭 WPRASS V1.0 
(Web based Probabilistic Reliability Assessment Simulation System 
V1.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하였다. 

 

2. 본    론

 
 이번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PRA Simulation System 
version 1.0 (WPRASS V1.0))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Web Based PRASIM: 기존의 발 계통에 한 확률론 인 
신뢰도  발 시뮬 이션 시스템 
 - Web Based PRASOL: 태양 발 원을 포함하는 발 계통에 
한 확률론 인 신뢰도  발 시뮬 이션 시스템  

 - Web Based PRAWIN: 풍력발 원을 포함하는 발 계통에 
한 확률론 인 신뢰도  발 시뮬 이션 시스템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이번에 개발한 웹기반 신뢰도평가 및 발
전비용모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체적인 구축 개념도를 
보인 것이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신뢰도 평가모의 및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구성도

  2.1 Web Based PRASIM System
  기존의 발 원인 원자력, 화력, 양수  수력을 포함하는 발
계통의 신뢰도  발 비용평가모의는 자들이 이미 개발한 
로그램인 PRASim을 이용하 다[7]. 그러므로 이에 한 자세한 
평가이론은 이미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2 Web Based PRASOL System
 태양 원을 포함한 발 계통의 모의에 한 이론  배경은 
자들이 이미 개발한 방법을 이용한 로그램인 PRASol를 이
용하 다[8]. 
 
  2.3 Web Based PRAWIN System
 풍력발 원을 포함한 발 계통의 모의에 한 이론  배경은 
자들이 이미 개발한 방법을 이용한 로그램인 PRAWin을 이
용하 다[9]. 

 2.4 확률론적인 신뢰도 및 발전비용 정보 

 표 1은 WPRASS V1.0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정보를 간략히 보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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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RA Simulation System에서의 신뢰도 및 발전비용 정보

 3. Web Based Multi-User PRA Simulation System의 
사례

 이번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다사용자가 동시 사용이 가
능한 WPRASS V1.0은 http://prasys.jdcsoft.ac.kr에 구축되어 있으며 
실행 차  결과의 는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의 웹사이트
에 속한 후에 보여지는 세 개의 모의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은 풍력 원을 포함하는 발 계통의 신뢰도  발 모의
를 하기 한 PRAWIN에서 이미 입력되어있는 샘 계통(2010년도 
제주도크기의 모의계통)을 이용하여 수행한 입력  결과자료를 
보인 것이고 그림 4는 태양 원을 포함하는 발 계통을 모의
하기 한 PRASOL에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샘 계통을 불러와
서 모의한 입력  결과자료를 보인 것이다.    

  <그림 2> 세 개의 PRA 모의 시스템들

<그림 3> PRAWIN 실행 및 결과의 한 예

<그림 4> PRASOL 실행 및 결과의 한 예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리
드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곧 다가올 미래형전력계통망에 대비
하고 나아가 CO2 감축의무와 맞물려 있는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병입이 전력에너지의 적정공급신뢰도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수요자반응(demand response) 
및 가격신호반응(market price signal response)등에 관한 정보를 역
궤환(feedback)으로 받아서 계통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
로써 계통이 자동으로 적응(Adaptive)하는 미래 지향형의 계통망
의 운용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웹기반 온라인 실시간 신뢰
도정보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함에 그 궁극적 목표를 두고 첫 단
계로 웹기반 확률론적인 신뢰도 및 발전비용모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가칭 WPRASS V1.0(Web based Probabilistic 
Reliability Assessment Simulation System V1.0)을 
http://prasys.jdcsoft.ac.kr에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서나 관련 모의
를 실시하여 그 결과정보를 얻도록 하여준다. 이번에 개발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IT교육중 하나인 온라인 실시간 신뢰도
평가 교육에 처음으로 활용하여봄으로써 웹기반(인터넷)으로 약 
30명이 동시에 사용하는데 성공적하였으며 이의 활용가능성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으로한 다사용자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신뢰도평가 및 발전모의를 통한 정보 시스템구축 기술은 
관련분야와 융합특성이 매우 강하므로 관련분야 기술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핵심기반기술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의 경제
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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